
가가가가입입입입시시시시    알알알알아아아아두두두두셔셔셔셔야야야야    할할할할    사사사사항항항항□□□□    청청청청약약약약    시시시시    확확확확인인인인사사사사항항항항 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(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 납입기간 등)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그 구체적인  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. □□□□   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   자자자자필필필필서서서서명명명명  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(계약사항,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, 보험료, 보험기간, 해약(만기)환급금 등)은   보험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(도장을 찍음)을 하셔야 합니다. 자필서명 또는 날인(도장을 찍음)   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 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,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  대체할 수 있습니다. □□□□   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   확확확확인인인인 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 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. □□□□   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   영영영영수수수수    및및및및   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   해해해해지지지지   보험료 납입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 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분할납입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 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,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.□□□□   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    또또또또는는는는   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의의의의    알알알알릴릴릴릴    의의의의무무무무사사사사항항항항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가입 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(계약전 알릴사항)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, 가입한   후에도 청약서 기재사항(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, 건물의 구조·용도 변경 등)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그 사실을   알려주셔야 합니다.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 □□□□    청청청청약약약약의의의의    철철철철회회회회   계약자는 계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{단,진단계약, 단체(취급)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  미만인 계약은 청약철회 불가. 전화, 우편,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(통신판매 계약)은 청약일부터 30일 이내}에  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□□□□    3333대대대대    기기기기본본본본    지지지지키키키키기기기기 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. 청약서 상에 자필서명,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 및 약관 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(단,단체(취급)  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)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□□□□   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안안안안내내내내 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됨은 물론,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 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□□□□    예예예예금금금금자자자자보보보보호호호호안안안안내내내내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.(단,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)□□□□    문문문문의의의의사사사사항항항항 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  ·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: www.lig.co.kr   · 전화상담(고객콜센터) : 1544-0114 


